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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Liberty University and the Liberty Universi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e Library wants to help you
find the resources you need for your courses, and provide a quiet place to meet with other students and study.
리버티 대학과 세미너리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리버티 도서관은 학생들의 수업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며, 스터디와 관련해 다른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한 Quiet Room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Research Sources are Available On and Off Campus
(도서관의 전자 자료들은 캠퍼스 안에서나 밖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Liberty University subscribes to many journals and books (both electronic and print) that are not available for
free on the web using Google or other search engines.
리버티 대학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 없는 많은 저널과 책(전자책을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ou can access electronic library resources off-campus. When you try to access a database it will require you to
enter your Liberty username and password into EZProxy. If you have problems signing in, see
www.liberty.edu/ezproxyhelp.
학생들은 캠퍼스 밖에서도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시에 학생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EZProxy 에 넣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www.liberty.edu/ezproxyhelp.를
참조하세요.
If you are using your own laptop on campus, you must have full access and not just “guest” access to connect to
our journal databases. Ask for help a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if you are not sure.
학생의 노트북을 캠퍼스내에서 사용할 때에는 “guest”로 접속하지 마시고 리버티 학생으로 접속을 해야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or theological and Biblical Studies research, we recommend you use the following journal databases: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Old Testament Abstracts, New Testament Abstracts, and the Christian Periodical
















Index. First, log into any of the above EbscoHost databases. From there, you can select “choose databases” and
add the others and search them all simultaneously.
신학과 성경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Old Testament Abstracts, New Testament Abstracts, and the Christian Periodical
Index. 먼저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EbscoHost databases 에 접속을 하시고 “choose database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려는 다른 것을 입력하셔서 동시에 모두를 찾을 수 있습니다.
Using the above databases, you can search for a specific Scripture verse or passage (such as John 3:16 or I
Corinthians 13). For Bible books that have a first, second, or third book, the proper search form is “Corinthians,
1st” or “Samuel, 2nd.”
위의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성경구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 3:16 또는
고전 13). 성경에서 전서, 후서, 삼서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Corinthians, 1st” or “Samuel, 2nd.”
While most of the articles are in English, you can change the language for the search labels by choosing
“Languages” in the upper right corner.
대부분의글들은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Languages”를 선택하시면찾으시려는
항목의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The Seminary requires the use of Turabian formatting for your papers. (Sometimes this is also called
Chicago/Turabian – Humanities format. See chapters 16 and 17 of the Turabian manual.) Within the EbscoHost
databases listed above, when you find an article you wish to use. Click on “Cite” and then choose
“Chicago/Turabian: Humanities” for a suggested citation. Sometimes you will need to correct the capitalization
of the title. All important words should be capitalized.
리버티 세미너리는 레포트를 쓸 때 트레비얀 양식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로는 시카고 트레비안 인문학
양식으로도 불려집니다. 트레비얀 양식의 16, 17 장을 보세요). 위의 EbscoHost 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을
때 “Cite”를 클릭하시면 시카고 트레비얀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목을 대문자로 바꾸어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The Graduate Writing Center is not part of the Library, but they can help you in the writing of your papers and
understanding Turabian formatting.
대학원 라이팅 센터는 리버티 대학 도서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페이퍼들과 트레비얀 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inding Books and Commentaries(책과 주석류 찾는 방법)






Books are arranged on the shelves according to the Library of Congress system. Commentaries and other books
about the Bible are mainly in the BS section and books about theological topics are in BT.
도서관의 책들은 의회 도서관 시스템에 의해서 선반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과 다른 책들은 주로
BS 섹션에 있으며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된 책은 BT 섹션에 있습니다.
Only the most frequently used books are on the shelves. Less frequently used volumes are stored in the robotic
retrieval system. If you see a title you want, request it using the catalog and follow the instructions to pick it up
at the first floor Customer Service Center.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들은 선반에 있습니다.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책들은 자동

검색 시스템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을 보려거든 카달로그를 보시고 요청을
하십시오. 일층에 있는 고객센터에서그 책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지시사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Need help? Please Ask Us!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Research assistance to help you find Library resources is available in the Library a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on the first floor. It is also available remotely by
phone, email, or chat. Click on the “Ask Us” button on the Library page.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자료를 찾기위한 도움은 일층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Ask Us” 를 클릭하십시오.
For personal research assistance, contact Randy Miller, the Seminary Liaison
Librarian, using the email address or phone number above. You can make an
appointment with him to discuss how to do library research or find books and
articles about your topic.
개인적으로 연구주제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랜디 밀러 (사진의 인물)를
이메일이나 위의 전화로 찾으시면, 약속을 잡아서 여러분의 주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The Jerry Falwell Library is a Wonderful Place to Study!
(새로운 제리 포웰의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를 제공합니다)











During this 2013-14 academic year, we will be moving into the new Jerry Falwell Library.
2013-14 년에는 현재의 도서관이 새로운 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Library hours are posted on our Library website.
도서관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용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uiet study areas are available in the Library where a quiet study atmosphere is maintained.
도서관안에는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Quiet study 장소가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가능합니다.
Group study rooms are available for use by three or more people for up to three hours at a time. Visit the
Support Desk to reserve a time for a group study room.
세 명이나 혹은 그 이상이 사용하는 그룹 스터디 룸도 한 번에 세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내의
Support Desk 에서 시간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Children are allowed in the Library, but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nd supervised by a parent and not disturb
other students wanting to use the Library.
아이들도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부모나 감독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